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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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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데이터 보호를 
위한 최상의 선택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에서 기업과 조직은 경쟁력 강화, 새로운 수익원 창출, 

운영 효율성 증대 등 더 나은 비즈니스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 IT 혁신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데이터 증가, 새로운 워크로드, 엣지에서 중앙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에 분산된 데이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견고한 데이터 보호 

기반을 통해 비즈니스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스트럭처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데이터 

보호 어플라이언스 및 

소프트웨어 부문 #1을 

가능하게 한 검증된 최신 

기술로 전 세계 고객의 데이터 

보호 요구 사항을 해결해 

왔습니다.1

 +  매월 GB당 1센트 미만의 낮은 보호 
비용2

 +  22% 절감된 데이터 보호 관리 비용2

 +  84% 절감된 클라우드 리소스 및 
서비스 비용2

 +  98% 줄어든 스토리지 리소스 소비량2

 + 85% 빨라진  재해 복구 시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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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호 
어플라이언스
데이터 보호 어플라이언스는 시장에 처음 등장한 지 10년 

이상 지났으며, 도입 이후에는 백업 및 복구를 위한 탁월한 

신뢰성, 속도 및 효율성을 찾고 있는 기업과 조직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플라이언스는 수년간 

스토리지 및 프로세싱을 최적화하여 데이터 보호 활용 사례를 

확장하는 동시에 성능, 효율성 및 확장성 수준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IDC는 2010년부터 이 시장의 PBBA(Purpose-Built Backup 

Appliance) 매출을 추적해 왔으며, 2019년 시장 규모는 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3 PBBA 시장은 두 가지 유형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독립 실행형 백업 소프트웨어 

또는 애플리케이션 통합이 필요한 타겟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단일 어플라이언스에 All-in-One 보호 스토리지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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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EMC PowerProtect 데이터 
보호 어플라이언스

IDC에서 시장을 추적한 이래 Dell 

Technologies는 줄곧 PBBA(Purpose-Built 

Backup Appliance) 부문 1위 자리를 지켜 

왔습니다. 실제로 PBBA에 지출되는 비용 

1달러당 약 50센트가 Dell EMC 솔루션에 

사용되고 있으며3, 이는 고객이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 Dell Technologies를 신뢰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Dell EMC PowerProtect 

어플라이언스는 매우 까다로운 데이터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 

편의성, 효율성 및 민첩성을 실현한 차세대 

시스템입니다.

PBBA에 지출되는 비용 
1달러당 약 50센트가 Dell 
EMC 솔루션에 사용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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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호의 모든 
것을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Dell Technologies는 고객 환경에 적합하고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올바른 솔루션을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Dell Technologies만이 통합 및 타겟 시스템, 가상 

버전, 데이터 보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폭넓은 

솔루션 포트폴리오로 고객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원스톱 창구 

역할을 합니다. 여러 공급업체의 솔루션을 검색할 필요가 

없으므로 데이터 손실이나 재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4 

Dell Technologies On Demand를 통해 제공되는 유연한 

소비 및 지불 옵션을 통해 솔루션을 손쉽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Dell Technologies의 Future-Proof 

Program은 투자를 최적화하여 최상의 결과를 실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서버, 가상 머신, 스토리지 
어레이, 데이터 보호에 
대한 원스톱 창구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이점입니다. 여러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Kevin Pritchard, IT 및 비즈니스 시스템 책임자, JANA 

Investment Advi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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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EMC 데이터 보호 어플라이언스는 성능, 효율성 및 확장성에 

대한 기준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습니다. 아키텍처는 조직이 TCO 

절감, 폭발적인 데이터 증가 및 엄격한 서비스 수준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owerProtect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면 기존 환경에서 이전보다 더 

큰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최대 30% 증가한 논리적 용량5

◆ 최대 65배 중복 제거6

◆ 최대 38% 더 빠른 백업 및 45% 더 빠른 복원7

◆  최대 60,000IOPS의 속도로 최대 64개 VM에 즉각적으로 

액세스/복원8

낮은 비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증가에 
대응하고, SLA를 초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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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혁신 속도가 빨라지면서 데이터 보호 기술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PowerProtect 어플라이언스 및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보호를 통해 새로운 워크로드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혁신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민첩성을 제공합니다.

◆  장기간 보존을 위해 클라우드로 확장하고  최대 2배의 가용 용량 
관리

◆  클릭 3번으로 페일오버, 클릭 2번으로 페일백이 가능하며 
오케스트레이션이 지원되는 클라우드 DR 활용

◆  클라우드에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 백업

◆  Sheltered Harbor 인증 PowerProtect Cyber Recovery 데이터 
볼팅 솔루션

◆  고급 VMware 환경 및 Kubernetes와 같은 새로운 워크로드 보호

클라우드, VMware 
및 Cyber Recovery를 
활용하여 민첩성 확보 

"클라우드 공급업체를 
찾고 있을 때 Dell Data 
Protection 솔루션이 
가장 마음을 끌었던 
이유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복구를 
모두 지원한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Kevin Pritchard, JANA Investment Advisers IT 및 비즈니스 

시스템 책임자

1,100개 이상의 고객이 클라우드에서 
4.0EB가 넘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Dell 
Technologies를 신뢰합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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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rotect DP 
Series 어플라이언스
백업, 복제, 복구, 검색, 분석 등의 기능을 단일 
어플라이언스로 제공하는 All-in-One 데이터 보호 
소프트웨어 및 스토리지로, 미래에 대비해 데이터 보호 
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매우 빠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손쉽게 배포 및 관리할 수 있어 모든 규모의 조직에 
적합하도록 데이터 보호 기술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  8TB에서 시작하여 1PB의 가용 
용량으로 확장 가능

 + 유연한 소비 및  지불 옵션

 +  클라우드 장기간 보존 및 
클라우드 DR 지원

 + VMware 통합

 + Cyber Recovery 통합

"Dell Technologies의 
통합 어플라이언스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끈 종합 
솔루션입니다." 
Clifton Dorsey, Warrell Corporation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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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rotect DD 
Series 어플라이언스
차세대 Data Domain 백업 어플라이언스로, 

엔터프라이즈급 성능, 효율성 및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의 백업, 아카이브, 

재해, Cyber Recovery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Dell EMC 및 타사 백업 소프트웨어와 

손쉽게 통합됩니다.

 +  1TB에서 시작하여 1.5PB의 가용 용량으로 확장 
가능

 + 유연한 소비 및 지불 옵션

 +  ROBO, 엔트리 레벨 및 최대 256TB까지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소프트웨어 정의 
버전

 +  장기간 보존 및 재해 복구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 Cyber Recovery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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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시너지 효과
Dell EMC PowerProtect Data Manager는 검증된 
최신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를 위한 차세대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보호 기능을 바로 
오케스트레이션하거나 데이터 소유자가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복구하도록 지원

◆   애플리케이션 또는 Kubernetes 컨테이너에 대한 
데이터 보호를 직접 간소화 

◆   PowerProtect Cyber Recovery 기능으로 비즈니스 
회복탄력성 증대 

◆   DD Series 또는 DP Series 어플라이언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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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rotect Data 
Manager와 PowerProtect 
어플라이언스는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이 
확실합니다. 매우 원활하게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Drew Hills, USC Australia 인프라스트럭처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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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Technologies On Demand는 폭넓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는 유연한 소비 기반 지불 솔루션 및 서비스 
제공 모델을 제공하므로, 기업과 조직은 성장 규모와 사용량, 또는 
서비스 방식으로 Dell EMC PowerProtect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IT 지출에 대한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책정하고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 비용만 지불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성장에 맞춰 지불: 합의한 주기에 따라 예측 가능한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사전 결정된 비율에 의해 비용을 

지불합니다. 

◆  사용량 기준 지불: 실제 사용량을 측정하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유연성으로 기본 용량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요구 사항에 맞게, 
그리고 예산에 따라 IT 
기술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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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보호. 가능성 
강화.
PowerProtect 어플라이언스 및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보호를 위해 간편성, 효율성 및 민첩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검증된 최신 기능을 제공합니다. Dell Technologies의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데이터 보호가 귀사의 비즈니스에 어떤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DELL EMC DATA PROTECTION 어플라이언스의 
모든 기능 

◆ 클라우드 DR 및 Cyber Recovery와 같은 최신 
기술로 민첩성 확보 

◆ 소스 및 타겟 중복 제거로 스토리지 비용 절감

◆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백업과 대역폭 요구 사항 
감소로 백업 시간 단축

◆ 통합 어플라이언스에서 단일 콘솔을 통한 
대시보드 관리로 관리 시간 단축

◆ 검증되고 안전한 백업 및 복구로 규정 준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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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DC WW PBBA(Purpose-Built Backup Appliance) Systems Tracker, 2019년 2분기(매출) 기준, 2019년 9월.

2  Analyzing the Economic and Operational Bene�ts of the Dell EMC Data Protection Portfolio 보고서, Enterprise 
Strategy Group, 2020년 9월

3 IDC Market Spotlight. PBBA(Purpose-Built Backup Appliance) 2019년 시장 결과. 2020년 4월

4 Dell Technologies와 Vanson Bourne의 의뢰로 작성된 Global Data protection Index 2020 Snapshot

5  PowerProtect DD Series 어플라이언스의 현장 텔레메트리에 대한 Dell EMC 분석 기준, 2020년 10월. 결과는 
PowerProtect DD 및 DP Series 어플라이언스에 적용됨.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PowerProtect DD Series 어플라이언스의 현장 텔레메트리에 대한 Dell 분석 기준, 2020년 10월. 결과는 
PowerProtect DD 및 DP Series 어플라이언스에 적용됨.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DDOS 7.2를 사용하는 DP8900 내의 DD9900 기반 DD Boost 프로토콜과 DDOS 7.2를 사용하는 DP8800 내의 
DD9800 기반 DD Boost 프로토콜을 비교한 Dell EMC 내부 테스트 결과 기준, 2020년 4월.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최대 IOPS 측정을 위해 8KB 100% 읽기를 사용하여 PowerProtect DD9900 및 DDOS 7.2에서 실시한 Dell EMC 
내부 테스트 결과 기준, 2020년 7월. DP8900 내의 DD9900에서 테스트 재수행, 2020년 9월.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Dell 내부 조사 및 분석 기준, 2020년 10월

Dell Technologies의 강력한 데이터 
보호 = 비즈니스의 성공 가능성 증가

Dell EMC PowerProtect 어플라이언스

Intel Inside®

Powerful Data Center Outside delltechnologies.com/futureproof


